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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AMANTS CRIMINALS
범죄의 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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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이드의시체는그안에서발견된다. 사냥꾼은뤽만을지하실에서불러내개처럼묶어

놓고자기를시중들게한다(「살로」의사디즘의전통). 그리고죽은사이드의다리를잘라서

먹게한다(카니발리즘, 또는문명의식인주의). 사냥꾼은뤽에게벌거벗은자신을목욕시키

게하고, 자기도뤽을목욕시켜준다. 그리고사냥꾼은뤽과섹스를한다(퀴어시네마?). 그

러던 어느 날 뤽은 잠든 사냥꾼 몰래 열쇠를 훔쳐서 앨리스와 도망을 친다. 죽여버리자는

앨리스에게 반 하고 떠나려던 뤽은 이 모든 사실을 잠들지 않고 지켜보던 사냥꾼의 눈과

마주친다. 사냥꾼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외디푸스 콤플렉스?). 그리고 도망친 두

사람은서로섹스를한다. 언제나섹스에실패한뤽은처음으로앨리스와섹스에성공한다

(거세 공포증으로부터의 탈주). 그러나 경찰들이 뒤쫓아오고, 앨리스는 총에 맞아 죽는다.

잡혀가던뤽은감옥차창살저편으로잡혀오는사냥꾼을본다. 그리고개취급을당하는사

냥꾼을향해소리친다. “그에게는죄가없어요”(그런데그게무슨의미일까?)    

종잡을 수 없는 이 화는 명백히 퍽큐 시네마의 새로운 강령을 따른다. 그러나 범죄 이

야기인이 화는동시에동화의구조를고스란히안고있다. 그러니까프랑소와오종은이

세상의중층결정된이모든모순은일종의동화같은세계라고생각하는것같다. 만일정말

그렇다면이것은동시에루이스캐롤의「이상한나라의앨리스」와도같은이야기일것이다

(신기하게도같은소녀주인공이름앨리스!). 도입부에서시종일관유럽의인종편견과자

국주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던 화가 숲 속으로 들어가면서 환골탈태하는 이 기형적인

이야기구조는마음 로중심축을바꾼다. 이것은통과제의에관한 화이다. 그러나두명의

주인공은그것을통과하는데실패한다. 소녀는무참하게죽고, 소년은감옥에가야한다. 그

들은어떻게어른이될까? 프랑소와오종은유럽이그들스스로어른이되는방법을찾지못

하고있다고맹렬하게비난한다. 그러나비난은언제나그러한것처럼 안을모색하는것이

아니다. 퍽큐 시네마는 유럽의 세기말이 결코 치유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심의 히스테리이

다. ▶정성일

프랑스 화들은 죄책감에 빠져 있다. 그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티유 카소비츠는 차라리

화염병을 던져서라도 날려버리고 싶다고 행동한다.

얀 쿠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막가

파처럼날뛴다. 아르노데스쁠레셍은지나치게근심

할 뿐이다. 프랑소와 오종은 가를 치르라고 말

한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내는 퍽큐 시네마는 해

피 엔딩을 알지 못한다. 그는 98년 데뷔작 <시트

컴>으로깐느 화제비평가주간에초 되었고, 그

뒤를이어에딘버러와몬트리올, 시카고, 런던, 그

리고로테르담 화제를방문했다. 그의두번째

화 <범죄의 연인들>은 잔인하지만 우스꽝스러운

화이다. 이 기이한 조율은 오종이 자신의 화

를여러가지방식으로겹쳐놓고있기때문이다. 

고등학생 앨리스(<천사들이 꿈꾸는 세상>에서

엘로디 부쉐와 깐느 화제 여우주연상을‘함께’

수상한나타샤레니에)는아랍계남학생사이드를

(말 그 로) 꼬신다. 그러나 생각처럼 섹스가 잘

안되자남자친구뤽을충동질한다(인종편견과자

국 중심주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너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위해 복수해 줄 남자라고 말한다

(세리느와르의팜므파탈). 사이드와그친구들이

자기를 강간했으며, 사진까지 찍었으니 죽여버려

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체육관에서

혼자있는사이드를칼로난자하여죽인다(테렌스

맬릭의<황무지>의패러디?). 이제시체를유기하

는것이문제이다. 시체를싣고두사람은숲에가

서시체를묻는다. 그런데돌아갈차는사라지고, 두

사람은 숲에서 길을 잃는다. 게다가 돌아와 보니 시

체마저 사라졌다. 숲을 헤매면서 지치고 배 고픈 그

들앞에작은오두막이나타난다. 몰래그집에서음

식을훔쳐먹던두사람은그만이집의주인인무서

운 사냥꾼에게 붙잡힌다(그림 형제의「헨젤과 그레

텔」). 사냥꾼은 두 사람을 지하실에 가둬놓고,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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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녀가 한소년을 자기와 섹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무참하게 난도질한다. 시체

를 버린 숲에서 길을 잃고, 그들 앞에 나타난 사냥꾼은 그들을 노예처럼 다룬다. 종잡

을 수 없는 프랑소와 오종의 두번째 화 <범죄 연인들>은 퍽큐 시네마의 강령 안에서

만들어진 범죄와 동화의 리믹스 버전이다. 나타샤 레니에의 살기 넘치는 연기와 피로

범벅이 된 이야기가 빚어내는 인종편견과 퀴어 시네마에 한 반발로 가득 찬 그림 형제의

포스트모던한 재각색이라고 불릴만한 이상한 삼위일체, 또는 세기말 유럽 화의 근심으로

빚어진한경향.  

14

L
a

B
i
e
n
n
a
l
e
 
d
i
V
e
n
e
z
ia


